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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격차는 점차 확대되어왔고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어왔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역량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업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정부 R&D 지원을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으로 구

분하고 기업의 특성을 산업분야, 흡수역량, 성장단계로 분류하여 지원의 효과성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은 중소기업이 추구하는 제품혁신의 유형과 기업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R&D 지원 정책이 기업의 

특성 및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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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7년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일념아래 국정

의제로 내놓은 우선순위 경제 전략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다.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

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및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소득

이 늘어나는 선(善)순환 성장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점

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정책의 중심에는 바로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기

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 것이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은 정부의 확고

한 의지를 반영한다.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기여를 한다(Mateev & Anastasov, 2010). 중소기업

의 혁신활동 및 그 성과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급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혁신창출, 신제품 개발 및 상업적 성과 등은 

장기적으로 고용창출 및 신산업출현 등으로 이어진다(Mulhern, 1995; Terziovski, 

2010).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지만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장지호, 2009).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래 1966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1983년 중소기업기

본법이 추가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내용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신진교･최영

애, 2008). 또한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인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와 유사하게 

2001년 이노비즈(Inno-biz)인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

한 정책이 시행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의 각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연구

개발 인력, 투자규모, 기술 수준 등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기술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이병헌, 2005; 박상문･
이병헌, 2006; 장대익, 2011). 국내･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성장 동력으로 중요하게 인식

되고 왔고(Eriksson, Hultman, & Naldi, 2008; 공정거래위원회, 2010), 이에 따라서 오랫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량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혁신

성과가 정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 R&D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성 평가는 미흡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기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 R&D 지원의 직접적인 효과성만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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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데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신진교･최영애, 2008). 기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원

이나 겪는 기술 및 경영문제가 다르고(강원진･이병헌･오왕근, 2012; 최종민･박일주, 

2018), 이에 따라서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선행연구는 이를 간과

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이병헌･이수욱･위세안, 2014). 이러한 한계를 고

려할 때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 R&D 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

이 있으며, 특히 기업이 가지는 특성이 정부 R&D 지원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R&D 지원의 직접적인 효과만을 본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

완하고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을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기업의 혁신

기업은 오랫동안 혁신의 주요행위자로 인식되어 왔으며 혁신은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

한 요소이다(Romer, 1989; Slaughter, 1993; Teece, 1996). 지속적인 혁신은 새로운 제

품과 서비스 개발을 가능케 하고 새로운 이윤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Keizer, Dijkstra, & Halman, 2002; O'Regan, Ghobadian, & Sims, 

2006). 

혁신은 그 정도에 따라서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과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진적 혁신이란 시장에 처음 나온 신제품 및 신서비스 

또는 이전에 없던 획기적인 공정의 개발로 볼 수 있다(Duguet, 2006). 반면 점진적 혁신

은 기존 제품 또는 공정의 개선이나 이미 시장에서 존재하지만 기업에서는 처음 발표하

는 신제품을 의미한다(Tidd, Bessant & Pavitt, 1997; Duguet, 2006). 급진적 혁신은 위험

성이 크지만 성공하였을 시에 일반적으로 점진적 혁신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크다

(Duguet, 2006; Nijstad, Berger-Selman, De Dreu, 2014). 점진적 혁신은 급진적 혁신보

다는 개발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의 확대와 시장에

서 기업의 입지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준다(Iyer, LaPlaca, & Sharma, 2006). 또한 혁신은 

그 대상에 따라서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과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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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다. 제품혁신이란 상업적으로 도입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여 사

용자나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시키는 

혁신을 의미하며, 공정혁신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

는 새로운 공정기법을 의미한다(Utterback & Abernathy, 1975).

기업의 입장에서 급진 및 점진적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 등 모든 혁신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품혁신은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사익(Profit)을 

추구하는 기업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과의 경쟁

에서 밀려 결국에는 도태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개발(Radical 

product innovation)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Incremental product innovation)하여 경

쟁자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내놓아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Herrmann 

& Peine, 2011). 제조업의 경우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나 사용자 또는 

공급업체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진적 제품 혁신을 이루거나 공정혁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 점진적 공정혁신을 여러 번 거쳐 궁극적

으로 제품혁신을 이룬다(Quinn & Sparks, 2007). 

급진 및 점진적 제품혁신 중 어떤 혁신이 기업의 성장 및 생존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의 개발보다 꾸준히 점진적 

제품혁신을 이루어 이를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시장 점유율 확보에 기여하고 

결국엔 기업생존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Banbury & Mitchell, 1995). 반면 

급진적 혁신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성장에 기여하는데 혁신

이 더욱 급진적일수록 기업의 수익(Return)이 증가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Duguet, 

2006).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기업의 성장 및 생존에 있어서 제품혁신

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본 기업

기업이 혁신활동을 수행한다 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필연적으로 유･무형 자원의 부족함을 경험한다. 특히 대기업보

다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부족이나 역량부족으로 인한 혁신 저해경험을 더 겪는

다. 예를 들어 2012년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활용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한 총 1080개 기업

을 분석한 최종민･박일주 (2018)에 따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자금문제로 인하여 혁신활동의 저해경험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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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3개 대기업 중 약 29%가 자금문제를 겪은 반면 426개 중기업 중 약 43%, 571개 

소기업 중 약 48%가 자금문제로 인해 혁신활동의 저해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량문제나 시장(market)문제로 인한 혁신활동의 저해경험여부는 대기업과 중기

업, 소기업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재정적 제약이나 역량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하긴 하지만(Tariq, 2015; Titman & 

Wessels, 1988; Chandy & Tellis, 2000; Leoncini, 2016), 어느 기업이던지 자원부족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직은 자급자족

(Self-sufficient)할 수 없으며(Scott, 1981), 외부로부터 필요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Aldrich & Pfeffer, 1976). 모든 조직은 자원 및 역량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생존을 위하여 부족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획득해야 한다

(Pfeffer & Salancik, 1978). 여기서 자원이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물질적인 자원

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배정근, 2012; 이광훈･김권식･박순애, 2014). Pfeffer and Slancik (1978)

은 자원의 중요성(Resource importance), 자원의 배분과 활용에 대한 재량(Discretion 

ov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자원의 집중화(The concentration of resource)에 

의해 조직 간 의존관계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먼저 자원의 중요성이라 함은 해당 자

원이 조직의 생존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관한 것이다. 어떤 조직이 특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면 해당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조직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원의 배분과 활용에 대한 재량은 자원 소유와 배분의 결정권에 따른 의존관계와 관련

이 있다. 예를 들어 필요 자원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자원배분 통제권은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집중화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특정 조직에만 있는지 다른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조직에서 필요

로 하는 자원이 특정 조직에 한정되어 있고 대체 불가능하면 특정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업은 대학, 민간연구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 등 다양한 외부 조직

과의 제휴 및 협력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으로 정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R&D 기술, 자금, 인적자원 등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며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는 일반적

으로 유형의 자원인 기술 및 금전적 자원 부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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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은 대기업에 비해 한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주된 의존 

대상이다. 예를 들어, 민간은행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대

출을 선호하며,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은 정부의 R&D 자금지원에 더 의존하기도 한다

(강종구･정형권, 2006; 최종민･박일주, 2018). 즉 자금에 있어서 신용이 뚜렷한 대기업

에 비해 중소기업은 그 신용도가 낮아서 다양한 자원제공자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기 보

다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정

부와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본다면, 정부가 R&D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이에 의존하여 

필요 자원을 획득하는 일방적 의존관계(Unilateral dependence)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무형의 자원-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국가 및 기술경쟁력 상승 등의 경제적 성과 획득,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 

및 약자보호 논리에 의한 행위자체의 정치적 당위성 획득-으로 인해 서로 의존하는 관계

(Mutual dependence)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기업혁신과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

선행연구에서는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혁신성과나 투자활동에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 중 정부 R&D 보조금에 관한 효과성은 오랜 

논란이 되어 왔다(Wallsten, 2000). Lach(2002)는 이스라엘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여 정부의 R&D 보조금이 기업의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R&D 보조

금은 소기업의 R&D 지출 확대에 기여하지만 대기업에서는 R&D 지출을 오히려 위축시

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onzález and 

Pazó(2008)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스페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의 R&D 보조금이 기업의 R&D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기술 분야(Low-tech sector)에 있는 소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없을 경우 R&D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정부 R&D 보조금과 그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보면 국외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권남훈･고상원(2004)은 정부의 R&D 보조금과 기업의 R&D 투자와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 및 이중차이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보조금이 기업의 R&D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R&D 보조금을 100만원 받을 때마다 기업은 약 33만원 정도 R&D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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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분석한 최석준･김상신(2007)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저자는 이중차이모형을 이용하여 R&D 보조금의 R&D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보았다. 분

석 결과 R&D 보조금 수혜가 기업의 R&D 투자를 평균적으로 약 13.9%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규모나 유형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서만 강력한 

보완효과가 보이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보조금의 효과성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정부의 R&D 보조금이 기

업으로 하여금 R&D 지출을 줄이는 구축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기업

의 규모나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과 혁신 성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zarnitzki, 

Ebersberger, and Fier(2007)는 독일과 핀란드의 기업혁신조사(Community innovation 

survey)를 활용하여 정부의 R&D 보조금과 기업의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핀란드 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게 되면 특허활동과 같은 혁신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김민창･성낙일(2012)은 중소기업 기

술통계조사에 응답한 28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보조금이 중소기업의 지적재

산권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활

용하여 추정하였고, 정부의 R&D 보조금이 중소기업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200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활용한 강원진 외(2012)의 

연구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정책자금이 출원중인 산업재산권 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보조금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

향도 선행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R&D 인력지원과 기술지원의 효과성 역시 선행연구마다 다르다. 신

진교･최영애(2008)는 112개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기업의 R&D 투자

와 혁신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 R&D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의 조절효과를 보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인력지원과 자금지원이 중소기업 혁신성과에 긍정적

인 조절효과를 주지만 기술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200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한 류숙원･김상윤(2010)은 최근 3년간 

등록된 특허출원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규제, 유인, 및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정보 제공에 대한 활용의 영향정도를 긍

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기업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력

교육 제공 활용의 영향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하여도 혁신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박태훈･박경혜(2012)는 2010년도 제조업 분야 한국기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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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지원,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 마케팅 및 구매지원이 IT기

업의 제품 및 공정혁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금지원

과 마케팅 지원은 제품혁신 성과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지

원은 공정혁신 성과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m(2017)은 2014

년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활용하여 정부지원의 수혜여부가 수출제조기업(Export 

Manufacturing Firms)의 제품 및 공정혁신성공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

과 세제혜택과 마케팅 지원은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기술지원이나 인력지

원, 공공조달 등의 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공정혁신에 관해서는 기술정보제공과 마케팅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력 또는 기술지원의 효과성은 산업분야 또는 추구

하는 혁신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의 규모나 산

업분야, 추구하는 혁신의 유형, 또는 기타 기업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정부 R&D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R&D 지원정

책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

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을 조절하는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4. 기업의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지원 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기업 특성으로 크게 3가지

를 보았다. 첫째,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정부 R&D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투입되는 지식의 활용방식, 혁신활동분야, 혁신활용 정도, 연

구인력, 추구 등이 산업별(Sector)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Pavitt, 1984).1) 공급자 

지배 산업은 농업이나 건축 등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대부분 규모가 작다. 이 산업에 속

한 기업의 혁신활동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기업에서 수행한 혁신 결과물의 활용도가 높다

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또는 자금에 대한 필요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외부자원의 

1) Pavitt(1984)는 기업을 크게 공급자 지배 산업(Supplier dominated sector), 생산 집약 산업

(Production intensive sector), 과학 기반 산업(Science based sector)로 분류하였다. 생산 집약 산업

은 다시 규모 집약 산업(Scale-intensive sector), 전문화된 공급자 산업(Specialized suppliers 

sector)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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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의 의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규모 집약 산업은 철강, 유리 등의 재료산업과 

자동차 및 식료품 산업 등으로 기업 내부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혁신을 추구한다. 기계, 장비 등의 산업을 포함하는 전문화된 공급자 산업은 

기업의 규모가 대부분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

다(Titman & Wessels, 1988). 따라서 정부의 자금지원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더 효과

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 전자, 화학산업 등 과학 기반 산업은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크며 R&D 부서를 통해서 가장 활발한 혁신활동을 수행한다. 과학 기반 산

업에 속한 기업을 R&D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조금 지원

에 대한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Lach, 2000), 따라서 R&D 보조금에 대한 효과성

이 다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에 비해 오히려 낮을 수도 있다. 반대로 강도 높은 R&D로 

인하여 자금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다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에 비해 자금지원에 

대한 효과성이 높을 수도 있다. 고기술을 요하는 과학 기반 산업은 주로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인력부족 등의 혁신의 저해요인을 겪기 때문에(이경남･장효정･최상옥, 

2016), 기술이나 인력지원의 효과성이 다른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에 비해 더 높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본래 가지고 있는 기술경로를 유지하려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기술지

원이 기업의 기술경로와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기업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에 따라서 정부 R&D 지원 정책의 효과성

이 차이를 보일 것이다. 흡수역량은 조직 수준에서 지식의 획득, 변환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따라서 기업의 내적 역량은 혁신성과에 중요한 요소로써 간주될 수 있다

(Cohen & Levinthal, 1990; Daghfous, 2004). 기업의 흡수역량에 따라서 조직의 학습수

준이나 혁신활동이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궁극적으로 혁신성과의 차이로 이어진다

(Cohen & Levinthal, 1990; Tsai, 2001; Daghfous, 2004; Wolfe, 2005). Chen, Lin, and 

Chang(2009)은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축한 자료를 토대로 기업

의 흡수역량이 혁신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흡수역량이 높을수록 혁신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정강옥(2016)은 121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

업의 탐색역량 및 활용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의 16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석민･서민교(2015)에 따르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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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역량이 높을수록 정부의 기술지원이 신제품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조(2005)는 부산 지역 9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기술협력활동과 

기술혁신성과에서 기업의 기술흡수역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에 따르면 기술흡수역량이 협력활동과 혁신성과 사이에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R&D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정책적 설계도 중요하지만, 정부 R&D 지원과 같은 외부자원을 혁신 성과로 변환 및 수

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업이 먼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강석민･서민교, 2015). 이 점

을 인지하여 홍장표･김은영(2009)은 기업의 흡수역량과 학습역량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

하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노용환･홍성철(2016)도 기업의 기술수준별로 R&D 지원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영향은 기업의 흡수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이 차이를 보일 것이다. 국

내･외 학자들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겪는 기술 또는 자원문제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Kazanjian, 1988; 노용환･홍성철, 2011).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초기인 제품개발단계

에서는 주로 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창업초기에

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정승화･안준모, 

1998), 주로 금전적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부족한 기술력을 외부로부터 획

득하기 위해 노력한다(차민석･배종태, 2002). 상업화 또는 성장기 단계에서는 최종적으

로 제품의 상업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기술적 문제나 인력문제에 직면하며

(Kazanjian, 1988), 시설확대를 위한 투자나 설비운영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이 필요한 시

기이다(노용환･홍성철, 2011).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들어서게 되면 기업의 가용자원

이 증가되어 있고 조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Scott & Bruce, 1987; 김영배･
하성욱, 2000). 이 시기에는 판매나 마케팅과 같은 시장점유율의 성장이 주된 관심사이며 

경영지식획득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차민석･배종태, 2002), 정부의 마케팅과 같은 경

영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은 생산성의 증가율이 급격히 떨

어지는 정체기를 겪는다(노용환･홍성철, 2011).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은 제품

의 다각화 및 신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노용환･홍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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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강원진 외., 2012). 기업이 기술지원 또는 협력과 같은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에 성공할 경우 재도약기로, 정체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흔들리

는 쇠퇴기로 접어들을 수 있다(노용환･홍성철, 2011). 즉, 각 성장경로별로 기업의 생산

성, 수익성, 성장성, 효율성이 다르기 때문에 겪는 경영상 문제가 다르고(노용환･홍성철, 

2011), 이에 따라서 핵심적인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 차이가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일례로 성장단계에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전략 및 성공요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김영배･하성욱, 2000). 비록 선행연

구가 벤처기업에 한정 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번째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영향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정부 R&D지원
           • 자금지원
           • 인력지원
           • 기술지원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성과

기업의 특성
              • 산업분야
              • 흡수역량
              • 성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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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정부 R&D 지원 효과성에서 기업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을 활용하였다. 과학기

술정책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인 이상의 상시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총 

49,704개 제조업체 모집단 중 업종 및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총 4,000개 기업을 층화표

본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전화, Fax 또는 E-mail 조사를 통해 기업의 혁신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본 연구는 4,000개 기업 중 분

석 대상이 아닌 대기업,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어떠한 혁신활동을 하지 않는 비(非)혁

신기업, 그리고 결측값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1,417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최

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한국기업혁신조사에서 사용한 조사표와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중소

기업의 혁신성과를 급진적 제품혁신(Radical product innovation) 및 점진적 제품혁신

(Incremental product innovation)로 나누어 보았다(Laursen & Salter, 2006; 황남웅･이

정민･김연배, 2014). 2016년 제조업 설문지 문항에 따르면 급진적 제품혁신은 “기존 제

품과 완전 다른 신제품 출시”를 점진적 제품혁신은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제품 

출시”를 의미한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인 제품혁

신 여부는 이항형 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

용하였다.

정부 R&D 지원과 관련된 핵심변수는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을 포함한 3가지

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금 지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정부

로부터 보조금 지원 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참여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경우 

1의 값을,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정부지원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인력지원, 채용지원, 고용추천, 

파견, 인력양성, 초빙, 기술인력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1의 값을,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정부지원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

였다. 마지막으로 기술 지원에 관해서는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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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략,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등의 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1의 값을,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정부지원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기업의 특성은 산업분야, 흡수역량, 성장단계를 포함한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산

업분야는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공급자 지배 산업, 생산 집약 산업, 과학 기반 산업으로 

구분하였다(Pavitt, 1984, Freel, 2003, 홍장표･김은영, 2009). 공급자 지배 산업은 음식

료품, 섬유, 의복, 목재, 인쇄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에 속해있는 기업군, 생산 집약 산업

은 고무플라스틱 제품, 금속, 기계장비, 운송장비 등의 제조업에 속해있는 기업군, 과학 

기반 산업은 화학, 의약품, 전기 및 전자장비, 의료기기 등의 제조업에 속해 있는 기업군

을 의미한다. 생산 집약 산업인지 과학 기반 산업인지를 분류하기가 어려운 기타 제품 

제조업(33)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2)

둘째, 기업의 R&D 흡수역량은 매출액 대비 혁신활동 비용 총액의 비중으로 측정하였

다. 흡수역량을 측정할 때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거나(문성욱, 2011), R&D 투자지

출을 총 자산 또는 매출액으로 나눈 R&D 집약도(Intensity)로 사용하기도 한다(Cohen 

& Levinthal, 1989; Lin, Lee, & Hung, 2006).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따라서 기업의 연구

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었다.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내부 및 외부 R&D 비용, 기계 및 

장비 등의 구매 비용, 특허나 기술이전 등의 외부지식 구매 비용 및 기타 활동비용을 

포함한다. 연구개발비용이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매출액 역시 201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3)

셋째, 기업의 성장단계는 기업의 업력에 따라서 창업 및 성장기, 성숙 및 정체기, 재도

약기로 구분하였다. Kazanjian(1988)은 제품개발단계, 상업화단계, 성장단계, 안정화단

계인 4단계 모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적인 연구에서 이 단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강원진 외., 2012). 하지만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나 경영환경 등이 다르기 때

문에 이 분류가 우리나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노용환･홍성철(2011)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설문조사, 광공업통계조사에 수록된 제조업체를 바탕으로 기술

통계 및 성장방정식 추정을 사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성장경로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창

업 및 성장기를 업력 8년 이하, 성숙 및 정체기를 업력이 약 9년에서 17년, 재도약기를 

2)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표본은 11개라 제외하여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흡수역량은 조사연도 이전인 2013년과 2014년의 혁신비용과 매출액을 포함시켜 그 평균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에 기반을 둔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는 

조사하는 시점의 혁신활동 비용만을 기입하게 되어있어 이전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정상 제약이 더 크며(Westhead & 

Storey, 1996), 인력, 기술 등 역량 자체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투자액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된 바 흡수역량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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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이 약 18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고 비교

적 정교하게 분석한 노용환･홍성철(2011)의 분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업의 설립연도와 한국기업혁신조사가 이루어진 2016년의 차로 먼저 기업

의 업력을 구하고 업력이 8년 이하를 창업 및 성장기, 9년에서 17년 미만을 성숙 및 정

체기, 18년 이상을 재도약기로 구분하여 각 기업의 성장단계를 분류하였다. 기업의 특성

인 산업분야, 흡수역량, 성장단계와 정부 R&D 지원의 3가지 변수 간 교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1> 변수 정의

변수 정의

종속변수

혁신성과 급진적 제품혁신 (성공=1), 점진적 제품혁신 (성공=1)

독립변수

정부
지원

자금지원 보조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수혜=1)

인력지원 인력지원, 채용지원, 고용추천, 파견, 인력양성, 초빙, 기술인력지원센터 등 (수혜=1)

기술지원 기술개발, 기술사업화/이전, 특허전략, 인프라 구축/활용 등 (수혜=1)

산업분야
<Reference: 생산집약>

공급자 지배, 생산 집약, 과학 기반

생산
집약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 자동차 
등 운송장비

공급자
지배

음식료품, 담배, 섬유, 의복모피, 가죽신발, 목재, 종이, 인쇄, 석유정제, 가구

과학 
기반

화학, 의약품, 전자장비, 의료 및 정밀기기, 전기장비

출처: 홍장표･김은영, 2009.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기술혁신패턴 분석” p.40에서 수
정 인용

흡수역량 매출
혁신활동비용총액

(2015년 기준, %)

성장단계
<Reference:창업･성장>

창업･성장기 (업력 8년 이하), 성숙･정체기(9년 이상 17년 이하), 재도약기 (18년 이상)

통제변수

R&D 전담인력 상시 종사자 중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율 (%)

특허 2013년~2015년 사이 출원중인 특허 수

연구소운영여부
<Reference: 수행하지 않음>

연구소 운영, 전담부서 운영, 필요시 비상시적으로 운영, 수행하지 않음

인증기업여부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1), 해당사항없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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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의 통제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기업의 R&D 전담인력 비율을 통제

하였다. 이 변수는 상시 종사자 중 연구개발 종사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R&D 전담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급진적 또는 점진적 제품 혁신 성공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다. 둘째, 기업에서 출원 중인 특허를 통제하였다. 기업의 기술력으로 볼 수 있는 특허출

원은 궁극적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 제품의 개선 등과 같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기업의 연구소 운영여부를 통제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거나 비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 여부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통제하였다. 

1998년 도입된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도전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기

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1년 도입된 이노비즈 인증제도 역시 이

와 유사하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성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이병헌 외., 

2014). 따라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과 일반적인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간 급진적 또는 점진적 제품 혁신 성과 달성 여부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대상 중소기업의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달성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1471개 중소기업 중 

약 19%인 286개 기업은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를 달성했다고 응답한 반면 약 56%인 822

개 기업은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응답하여 약 2.9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애초에 불확실성이 높은 급진적 제품 혁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도나 불확실성이 낮고 성공확률이 높은 점진적 제품혁신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또는 점진적 제품혁신과 비슷한 수준의 급진적 제품혁신을 추구

하나 그 성공 확률이 점진적 제품혁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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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대상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급진적 제품혁신 점진적 제품혁신
경험있음

(%)
경험없음

(%)
차이
검정

경험있음
(%)

경험없음
(%)

차이
검정

제품혁신 여부
286

(19.4)
1185
(80.6)

-
822

(55.9)
649

(44.1)
-

정부
지원

자금지원

경험
있음(%)

130
(22.2)

455
(77.8)

0.029***

294
(50.3)

291
(49.7)

0.000***

경험
없음(%)

156 
(17.6)

730
(82.4)

528
(59.6)

358
(40.4)

인력지원

경험
있음(%)

106
(21.3)

392 
(78.7)

0.201***

292
(58.6)

206
(41.4)

0.128***

경험
없음(%)

180
(19.5)

793
(81.5)

530
(54.5)

443
(45.5)

기술지원

경험
있음(%)

79
(23.3)

260
(76.7)

0.041***

168
(49.6)

171
(50.4)

0.008***

경험
없음(%)

207
(18.3)

925
(81.7)

654
(58.8)

478
(42.2)

산업
분야

생산 집약
167

(20.5)
648

(79.5)

0.007****

450
(55.2)

365
(44.8)

0.517***공급자지배
21

(11.1)
169

(88.9)
102

(53.7)
88

(46.3)

과학기반
98

(21.0)
368

(79.0)
270

(57.9)
196

(42.1)
기업
역량

흡수역량(%)
4.72

(19.4)
3.48

(80.6)
0.000*** 4.09

(55.9)
3.25

(44.1)
0.003****

성장
단계

창업･성장기
50

(18.9)
214

(81.1)

0.441***

144
(54.6)

120
(45.4)

0.872***성숙･정체기
103

(19.4)
468

(81.9)
319

(55.9)
252

(44.1)

재도약기
133

(20.9)
503

(79.1)
359

(56.5)
277

(43.5)

통제
변수

R&D 전담인력(%) 13.40 11.18 0.001*** 12.53 10.44 0.000***

특허 (출원 중) 3.83 1.29 0.000*** 2.08 1.40 0.009****

인증기업
유(有)

194
(29.2)

471
(70.8)

0.000***

438
(65.9)

227
(34.1)

0.000***

무(無)
92

(11.4)
714

(88.6)
384

(47.6)
422

(52.4)

연
구
소

연구소 운용
202

(25.2)
601

(74.8)

0.000***

514
(64.0)

289
(36.0)

0.000***

전담부서 운용
57

(13.4)
370

(86.6)
206

(48.2)
221

(51.8)

비상시 운용
22

(13.9)
136

(86.1)
84

(53.2)
74

(46.8)

운용하지 않음
5

(6.0)
78

(94.0)
18

(21.7)
65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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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 R&D 지원과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금지원과 혁신성과 달성과의 관계를 보면, 1471개 중소기업 중 약 585개 기업(39.8%)

이 자금지원 수혜를 받았으며, 이들 중 약 22%인 130개와 약 50%인 294개 기업이 각각 

급진적 제품혁신과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금지원 수

혜를 받지 않은 886개 중소기업(60.2%) 중 약 18%인 156개와 약 60%인 529개 기업이 

각각 급진적 제품혁신과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금지원

별로 혁신성과의 빈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유의확률 각각 0.029, 0.000) 혁신성과와 자금지원은 서

로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달성의 경우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의 혁신성과 달성 비율(59.6%)이 수혜를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 달

성 비율(50.3%)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자금편취를 주된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참여하였기 때문이거나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증대시키고

(Svensson, 2007), R&D 투자의 구축효과를 일으켜(김민정･장용석･문명재, 2011) 혁신결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재정위기를 해

소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여 결국 혁신실패로 귀결됐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서 쉽게 도덕적 해이를 단정 지을 수 없다. 해석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력지원과 혁신성과 달성과의 관계를 보면 498개 중소기업(33.9%)이 인력지원 수혜

를 받은 반면에 973개 중소기업(66.1%)은 수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받은 

중소기업 중 약 21%인 106개, 약 59%인 292개 기업이 각각 급진적 제품혁신과 점진적 

제품 혁신성과를 달성한 반면에, 수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 중 약 20%인 180개, 약 

55%인 530개 기업이 각각 급진적 제품혁신과 점진적 제품 혁신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력지원 수혜여부와 혁신성과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기술지원과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보면 총 1471개 중소기업 중 339개 기업(23.0%)이 

기술지원 수혜를 받은 반면에 1132개 기업(77.0%)은 기술지원 수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9개 중소기업 중 약 23%인 79개 기업, 약 50%인 169개 기업이 각각 급진적 

제품혁신과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를 각각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술지원 수혜여

부와 각 혁신성과와는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 제품혁신 성

과달성과 기술지원의 경우 자금지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달성 비율(58.8%)이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달성 비율(49%)보다 높

게 나왔다. 기술지원의 활용도가 자금지원이나 인력지원보다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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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제품혁신에 대한 기술지원이 혁신성과 달성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으

로 추정되어진다.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

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셋째, 기업의 특성과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분야와 중

소기업의 혁신성과를 살펴본 결과, 총 1471개 중소기업 중 815개 기업이 생산 집약 산

업, 190개 기업이 공급자 지배 산업, 466개 기업이 과학기반 산업으로 나타났다. 815개 

생산 집약 산업 중 약 21%인 167개 기업, 190개 공급자 지배 산업 중 약 11%인 21개 

기업, 466개 과학기반 산업 중 약 21%인 98개 기업이 급진적인 제품 혁신 성과를 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집약 산업과 과학기반 산업의 혁신성과 달성 비율은 비슷하지

만 전통적인 제조업인 공급자 지배 산업에서는 혁신성과 달성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약 10% 포인트 정도 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전체 생산 집약 산업 중 약 55%인 450개 기업, 전체 공급자 지배 산업 중 약 

54%인 102개 기업, 전체 과학기반 산업 중 약 58%인 270개 기업은 점진적 제품혁신 성

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진적 제품혁신성과 달성 비율과 카이제곱 검정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분야와 점진적인 혁신 성과 간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점진적 제품혁신은 기존에 개발한 제품을 응용, 개선 및 강화하는 혁신으로

(Tidd et al., 1997),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관리 역량이 덜 요구되기 때문에(Bhaskaran, 

2006), 서로 다른 산업분야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급진적 제품혁신의 경우 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 집약 산업에 속해 있

는 중소기업은 혁신과정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과학 기반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역시 외부지식을 활발히 탐색하며 강도 높은 내부 R&D를 추구하기 

때문에(Pavitt, 1988; Righi & Rapini, 2008) 공급자 지배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급진적 제품 혁신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자 지배 산업에 속해 있

는 중소기업의 경우 급진적 제품혁신보다는 점진적인 제품 혁신에 대한 성과달성이 더 

높은데 급진적인 혁신을 추구하기에는 기술력이 약하고, R&D에 대한 노력을 상대적으

로 덜 기울이며, 외부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Pavitt, 1988). 공급자 지배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에게 점진적 혁신 역시 

중요하기는 하나(이상철･유철규･방진욱, 2005), 기존기술에만 지나치게 천착하지 않고 

외부의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급진적 제품혁신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급진적 또는 점진적 제품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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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보여준 기업이 흡수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검정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특성인 성장단계와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혁신활동을 추구하는 총 1471개 중소기업 중 264개 

기업(17.9%)은 창업 및 성장기에, 571개 기업(38.8%)은 성숙 및 정체기에, 636개 기업

(43.2%)은 재도약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상과 다르게 각 성장단계와 급진적 또

는 점진적 혁신성과 달성 비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카이 제곱 검정의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유의확률 각각 0.441, 0.872). 본 연구는 기술역량이 낮아 R&D 

수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제외하였고 내부, 공동, 또는 외부 R&D를 수행하며 혁신

활동에 적극적인 중소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성장단계와 관

계없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혁신성과 달성 

정도가 각 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R&D 전담인력이나 특허와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명백하게 급진적 

또는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의 R&D 전담인력 비율 또는 출원 중인 

특허 수가 혁신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급진적인 제품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의 전체 상시 종사자 수 대비 R&D 전담

인력 비율은 약 13.4%로 혁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비해 약 2.2% 포인트 

높았으며 점진적인 제품혁신 성과를 고려할 때도 그 차이가 약 2% 포인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급진적 또는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은 각각 

3.83개와 2.08개의 특허를 출원한 반면에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각

각 1.29개와 1.40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제품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의 혁신 출원 

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인지 여부와 혁신 성과와는 통계적

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71개 중소기업 중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은 665개 기업(45.2%)로 그 중 약 29.2%인 194개 기업이 급진적인 제품혁신을 달성

한 반면에 인증을 받지 않은 806개 기업(54.8%) 중 약 11.4%인 92개 기업만이 급진적인 

제품혁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비율이 약 2.6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

증 여부와 점진적 제품혁신 달성여부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혁신성과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목한 선행연구의 결과(이병헌 

외., 2014)와 일맥상통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연구소 운용여부와 제품혁신 성과 간에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를 운용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03개 기업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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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를 차지하였으며, 전담부서 운용은 427개 기업으로 약 29.0%, 비상시 운용은 158

개 기업으로 약 10.7%, 운용하지 않음은 83개 기업으로 약 5.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구소 운용, 전담부서 운용, 비상시 운용, 운용하지 않음 여부 순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급진적 또는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를 달성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진

적 제품혁신의 경우 전담부서 운용 비율(13.4%)과 비상시 운용 비율(13.9%)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소 설립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거나 연구소의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

려해볼 수 있다.

<표 3>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과 급진적 제품혁신 달성에 대한 로지

스틱 회귀모형의 결과이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적합도(Goodness of fit)를 

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Hosmer-Lemeshow 검증(Hosmer, 

Lemeshow, & Sturdivant, 2013)4)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기업특

성의 조절변수를 포함한 모형2(유의확률 0.2125), 모형3(유의확률 0.9595), 모형4(유의확

률 0.9103)가 유의수준인 0.05보다 높아 추정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제시하는 Cox-Shell의 유사결정계수는 로그우도값을 이용하여 계산하

는데, 모형2, 모형3, 모형4가 각각 0.102, 0.099, 0.096으로 나타났다.5)

정부의 R&D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이 중소기업의 급진적 제품 혁신 달성에 직접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3에서는 정부의 인력지원이 

오히려 급진적인 제품혁신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인

력지원의 효과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기존 제품

과 전혀 다른 신제품 개발로 대표되는 급진적 제품혁신의 개발과정은 일반적으로 길기 

때문에(Green, Gavin, & Aiman-Smith, 1995), 파견과 같은 단기적인 정부지원정책이 

오히려 개발 과정의 흐름을 지체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에 있어서 수혜를 받은 중소

기업의 역량이 애초에 낮아서 인력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역량 한계로 인한 결과로도 해

석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R&D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이직률

이 높기에(김윤조･전정환, 201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고용된 연구 인력이 장기 

4) 표본수가 400개 이하일 때는 이 검증이 부적절하나(Hosmer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

본수는 400개 이상으로 문제가 없다.

5)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경우 종속변수의 범주가 1과 0으로 제한되어 있고,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 

제시하는 결정계수와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

에서는 유사결정계수가 낮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이다(Hosmer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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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개발 성격을 가지는 급진적 제품혁신 

과정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정부의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면 어떠한 지원도 통계적으로 유

 *p < 0.1, **p < 0.05, ***p < 0.01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정부지원

자금 0.099*** -0.587*** 0.085*** 0.106***

인력 -0.276*** -0.281*** -0.997*** -0.243***

기술 0.247*** 0.241*** 0.308*** -0.255***

산업분야
(Ref: 생산집약)

공급자지배 -0.371*** -1.179*** -1.035*** -0.734***

과학기반 -0.127*** 0.028*** -0.022*** -0.013***

흡수역량 0.017*** -0.011*** -0.007*** 0.008***

성장단계
(Ref: 창업･성장)

성숙･정체기 -0.254*** -0.640*** -0.451*** -0.417***

재도약기 -0.029*** -0.149*** -0.225*** -0.101***

교호작용

자금

산업
분야

x 공급자지배 1.557***

x 과학기반 -0.276***

x 흡수역량 0.050***

성장
단계

x 성숙･정체기 0.862***

x 재도약기 0.266***

인력

산업
분야

x 공급자지배 1.403***

x 과학기반 -0.346***

x 흡수역량 0.050***

성장
단계

x 성숙･정체기 0.532***

x 재도약기 0.560***

기술

산업
분야

x 공급자지배 1.062***

x 과학기반 -0.512***

x 흡수역량 0.030***

성장
단계

x 성숙･정체기 0.627***

x 재도약기 0.325***

통제변수

R&D전담인력 -0.001*** -0.000*** 0.000*** -0.001***

특허 0.078*** 0.080*** 0.077*** 0.768***

혁신기업여부 0.955*** 0.952*** 0.959*** 0.948***

연구소운영
(Ref:운영안함)

연구소운용 1.455*** 1.446*** 1.484*** 1.463***

전담부서 0.834*** 0.864*** 0.849*** 0.863***

비상시운용 1.280*** 1.339*** 1.321*** 1.331***

상수 -3.193*** -2.935*** -2.985*** -3.103***

Log Likelihood -654.872 -645.278 -647.509 -650.166

Wald Chi2 96.10*** 104.91** 106.83** 98.51***

Cox & Shell’s Pseudo R squared 0.090*** 0.102*** 0.099*** 0.096***

<표 3> 정부 R&D 지원에 대한 기업특성의 조절효과: 급진적 제품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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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지 않았다. 급진적인 혁신은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줌과 동시에 높은 위험

성과 실패확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Fang, Lee, Palmatier, & Han, 2016; Gong, 

Irikura, & Suzuki, 2014), 정부지원의 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에 실패하

여도 일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장기적인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급진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기술 및 자금지원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급진적 제품혁신

을 추구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급진적인 제품 혁신에 대한 산업분야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분

야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급자 지배 산업

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이 준거집단인 생산 집약 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정부의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모두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달성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논의한대로 공급자 지배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외부 혁신 결과

물의 활용도가 높으며 생존을 위하여 외부자원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Pavitt, 

1984), 공급자 지배 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R&D 정책이 생산 

집약 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산업분

야에 따라서 정부지원 정책 수립의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은영(2011)의 

연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반면 과학기반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지원의 효과성은 준거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화학, 의약품, 의료장비 등 과학기반산업에 속한 중소기

업의 급진적 제품혁신 과정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복잡하며 위험 및 실패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추론된다. 결론적으로 산업분야 및 

혁신 정도에 따른 정부 지원의 차별성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공급자 지

배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이 과감하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개발을 실시하고 기존 기술 천

착에서 탈피하고자 할 때 정부는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자금, 인력, 기술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반면 그 외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이 급진적 제품혁신을 추구할 경

우 선별적인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원 선발조건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요구된다.

기업의 특성 중 하나인 흡수역량과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을 보면, 중소기업의 흡

수역량이 높을수록 급진적 제품혁신에 대한 자금과 인력지원의 효과성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 R&D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35

위해서는 기업이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여 이를 성과로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명

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외부 자원에만 지나치게 의존

하거나 혁신 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김영환･이정우･
장필성(2017)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이나 자금, 

인력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기 보다는 혁신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하겠다.

기업의 성장단계와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자금 지원을 제외하고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성숙 및 정체기에 있는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창업 및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자금지원보다 효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및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

업은 시설의 확대와 같은 제품혁신보다는 설비투자나 운전자금이, 성숙 및 정체기에는 

신제품 투자와 같은 신규투자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노용환･홍성철, 2011; 강원진 

외., 2012). 따라서 성숙 및 정체기의 R&D 자금지원이 급진적 제품혁신에 유의미한 영

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천편일률적인 

자금지원이 아닌 그 사용의 목적을 고려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차별화된 수요 밀착형 

R&D 자금지원 프로그램 수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통제변수와 급진적 제품 혁신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R&D 전담인력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특허 출원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적인 연구 인력의 규모보다도 혁신활동의 산출물이 급

진적인 제품혁신 성과를 달성하는데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벤처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

은 기업의 경우 비(非)인증 기업에 비해 급진적인 제품혁신 성과 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여준다(이병헌･강원진･박상문, 2009; 이병헌 

외., 2014). 마지막으로 연구소를 상시적으로 운용하거나 필요시 비상시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은 이를 운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급진적인 제품혁신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전담부서를 상시적으로 두는 경우는 양의 관계를 가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급진적 제품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소 설립이나 비상시적 운영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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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부 R&D 지원에 대한 기업특성의 조절효과: 점진적 제품 혁신

 *p < 0.1, **p < 0.05, ***p < 0.01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정부지원

자금 -0.591*** -1.119*** -0.622*** -0.593***

인력 0.595*** 0.609*** 0.212*** 0.598***

기술 -0.557*** -0.550*** -0.536*** -1.351***

산업분야
(Ref: 생산집약)

공급자지배 0.151*** -0.233*** -0.309*** -0.023***

과학기반 -0.052*** -0.334*** -0.181*** -0.154***

흡수역량 0.020*** -0.012*** 0.007*** 0.010***

성장단계
(Ref: 창업･성장)

성숙･정체기 -0.033*** 0.052*** 0.078*** -0.120***

재도약기 0.018*** 0.076*** 0.034*** -0.144***

교호작용

자금

산업
분야

x 공급자지배 0.973***

x 과학기반 0.716***

x 흡수역량 0.079***

성장
단계

x 성숙･정체기 -0.164***

x 재도약기 -0.141***

인력

산업
분야

x 공급자지배 1.270***

x 과학기반 0.420***

x 흡수역량 0.046***

성장
단계

x 성숙･정체기 -0.234***

x 재도약기 0.036***

기술

산업
분야

x 공급자지배 -0.817***

x 과학기반 0.449***

x 흡수역량 0.032***

성장
단계

x 성숙･정체기 0.365***

x 재도약기 0.701***

통제변수

R&D전담인력 0.006*** 0.007*** 0.007*** 0.006***

특허 0.022*** 0.021*** 0.021*** 0.022***

혁신기업여부 0.622*** 0.597*** 0.640*** 0.633***

연구소운영
(Ref:운영안함)

연구소운용 1.626*** 1.681*** 1.656*** 1.660***

전담부서 1.068*** 1.140*** 1.109*** 1.128***

비상시운용 1.300*** 1.344*** 1.349*** 1.340***

상수 -1.383*** -1.257*** -1.332*** -1.234***

Log Likelihood -933.605 -922.057 -925.539 -929.092

Wald Chi2 124.66 137.13 136.02 131.76

Cox & Shell’s Pseudo R squared 0.098*** 0.112*** 0.108*** 0.103***

<표 4>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과 점진적 제품혁신 달성에 대한 로지

스틱 회귀모형의 결과이다. <표 4>의 결과는 급진적 제품 혁신을 종속변수로 본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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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부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Hosmer-Lemeshow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형2

(유의확률 0.1581), 모형3(유의확률 0.6330), 모형4(유의확률 0.2740)가 유의수준인 0.05

보다 높아 추정된 모형이 적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Cox-Shell의 유사결정계수는 

모형2, 모형3, 모형4가 각각 0.112, 0.108, 0.103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의 R&D 자금지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의 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급진적 제품혁신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급진적 제품혁신의 경우는 혁신 자체가 가지

는 불확실성과 위험성, 개발의 장기성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 제품혁신의 경우는 기존의 제품을 수정하

고 개선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낮고 기업에게 높은 기술적 역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Bhaskaran, 2006)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연구개발로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

안했을 때 점진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도덕적 해이

(Svensson, 2007)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R&D 

투자가 특허출원과 같은 기술개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사업화까지는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실례로 이성호

(2018)는 약 21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는데 기술개발

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 등록에 있어서는 수혜기업이 비(非)수혜기업보다 높았

다. 반면 제품개발의 성과로 볼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비(非)수혜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편취만을 목적으로 수혜를 받은 후 기술

개발이나 이를 상업화하는데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김광희, 

2011). 미국의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은 3단계(Three phases)로 나

누어져 있다. 1단계(사업당 최대 15만달러)에서 2단계(사업당 최대 100만달러)로 넘어가

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술개발의 가능성 및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

를 증명해야 한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SBIR을 모방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

는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는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비중이 80% 가까이 달하며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개발지원을 하고 있다(이성호, 2018). 정부지원의 효과

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도처럼 각 단계별 성과에 따라 

지원금액의 상당한 차등을 두는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겠다.

기술지원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점진적 제품 혁신 성과에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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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정부의 기술지원이 R&D 과제 중심, 단순 기술지원 중심, 또는 기술공급자 중심

이어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두 번째로는 정부의 기술지원으로 인해 처음에 계획했던 

것 더 나은 방안이 강구되었거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과정이 지연됐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추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중심 기술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기술지원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

다.

인력, 채용, 고용추천, 파견 등 인력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의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

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력난이며(한정화, 2017), 이러한 문제

들로 인하여 R&D 혁신과정이 더딜 수 있다. 실제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시행

한 국내 중소제조업체와 이노비즈 기업 중 3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의 28.9%가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을, 18.3%가 기존제품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기

술혁신의 목적으로 두었으며, 기술혁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약 26%가 기술개발 인

력 부족을 꼽았다.6) 정부의 R&D 인력지원이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점진

적 제품혁신에 일조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는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지

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노민선･이삼열(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력관련 보조금을 수혜 받은 기업이 비(非)수혜기업에 비해 제품개발 성과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매출액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점진적인 제품혁신에 대한 산업분야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공급자 지배 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준거집단인 생산자 집약 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비해 정부 

R&D 자금지원과 인력지원의 효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대로 

공급자 지배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이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에 비하여 외부자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반면 기술지원의 경우는 공급자 지배 산업에 속

해 있는 중소기업은 준거집단에 비해 효과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인 제조업인 공급자 지배 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은 이미 개발한 제품에 대한 개

선보다는 생산비용의 절감인 공정혁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Pavitt, 1984; 홍장표･김은영, 2009). 급진적 제품혁신의 결과에서는 과학 기반 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효과가 없었지만 점진적 제품혁신에 있어서

6)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4.04.10.,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수준, 세계최고 대비 “76.6점””. 

2018.5.2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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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준거 집단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기반 산업에 속한 중소기

업의 경우 생산자 집약 산업에 속한 기업에 비해 강도 높은 내･외부 R&D를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기에 자금부족의 문제를 겪을 확률이 생산자 집약 산

업에 속한 기업에 비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자금지원이 과학 기반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였고 궁극적으로 비교적 위험도가 낮고 개발기

간이 짧은 점진적 제품 혁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이 어떤 혁신을 추

구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분야에 따라 자금지원의 차별을 두어 정부지원의 효과성

을 높여야 하겠다.

중소기업의 흡수역량이 높을수록 점진적 제품 혁신 성과 달성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

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보다 신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역량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에

서 배제하고 개발 역량이 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정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검증 조치가 요구된다. 자금, 인력, 기술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성장단계의 조절효과는 

어떠한 것도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재도약기에 있는 중소기업이 창업 및 성장단계에 있

는 중소기업에 비해 기술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및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은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신제품 개발이 중요한 반면 급진적 혁신을 통해 정체기를 

넘어서 재도약기로 접어든 중소기업은 이미 개발한 제품을 개선하는 점진적 혁신 달성

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재도약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기업이 어느 성장단계에 있는지 또한 

어떤 유형의 혁신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지원 설계가 필요하다.

통제변수와 점진적 제품 혁신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R&D 전담인력 비율과 

특허출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 제품 혁신

의 경우는 이러한 기업의 혁신성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벤

처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비(非)인증 기업에 비해 점진적인 제품 혁신 성

과 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표 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구소를 운용하지 않는 중소기업보

다 이를 운용하거나 비상시적으로 운용하는 중소기업이 혁신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중소기업의 연구소 운용여부가 급진적 또는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향후 중소기업의 R&D 지원에 있어서 

역량을 평가할 때 연구소 운용 여부가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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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같은 자격조건을 다른 R&D 지원분야에

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 69조 4055억원이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4.24%로 세계 2위를 달성하여 이전과 비

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금액은 약 8조 2000억원에서 2016년 기준 약 13조 2000억원으로 크게 증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은 반도체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정부 R&D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

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증가해 왔고(산업연구원, 2015) 중소기업의 경쟁

력이 점차 약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본 연구는 정부 R&D 지원 효과성이 

중소기업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적 지원

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R&D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이 제품

혁신 성과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제조업에 속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은 중소기업이 추구하는 

혁신 유형에 따라서 달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진적 제품 혁신의 달성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점진적 제품 혁신의 달성에 

대해서는 정부 R&D 인력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은 오

히려 점진적 제품 혁신의 달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은 중소기업이 추구하는 혁신유형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 

흡수역량, 성장단계를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중소

기업 R&D 지원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및 정치적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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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만을 추구하였던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은 약자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패러

다임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다. 같은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국가마다 결과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정부와 관료들의 역량 때문이다(Ho･임도빈, 2012). 중

소기업 R&D 지원을 바라보는 정부와 관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R&D 지원 

정책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재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과정

에서 정부 및 관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이다(Park, 

2011). 논의의 시작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부경쟁력 및 국가경

쟁력 향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거시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과 달성 촉진을 위해

서는 기업의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준기･이영범･이석원･장경호･이민호, 

2008; 김은영, 2011, 최종민･박일주, 2018). 어느 중소기업에게나 적용되는 천편일률적

인 R&D 지원보다는 산업분야 또는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하겠

다. 또한 중소기업이 추구하는 혁신 유형에 따라서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중소기업이 가진 흡수역량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라지기에 선별적인 중소기

업 R&D 지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R&D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를 대

체해버리는 구축효과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2014), 기업이 정부지원의 혜택만을 편취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김광

희, 2011). 이러한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혁신에 따른 선별적인 R&D 지

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벤처나 이노비즈 인증사업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선택된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어 왔지만, 이를 다른 R&D 지원 정책에까지 단계적으

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타당

성 있는 평가체계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한국기업혁신조사는 횡단면자료로써 중소기

업의 혁신성과와 정부지원 간 내생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지원을 수혜

와 비(非)수혜로 나누는 더미변수로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 가능성이 존재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특성에 따른 거시적인 R&D 지원의 효과성을 보고자 하였다. 향

후 연구에서 보다 미시적인 정책의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2015년 이전의 혁신

활동 비용에 관한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중소기업 흡수역량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석상의 주의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의 혁신성



242 ｢행정논총｣ 제56권 제2호

과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비(非)혁신활동에 의해서도 달성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자

료의 한계로 이를 고려하기 어려웠다. 향후 이러한 혁신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지원이나 기술지원의 경우 다른 혁신유형에 효과적일 수 있

다는 점에서 공정혁신이나 마케팅혁신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성 연구가 후속으로 

수행되어야 하겠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부 R&D 지원정책의 효과성

이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대하여 검증을 시도한 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특성과 추구하는 혁신에 맞게 보다 

차별화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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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pport on Product 
Innov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irm Characteristics

Jongmin Choi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R&D support policies to promote 

innov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the technological gap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has widened and polarization has 

intensified between firms. SMEs still face capabilit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ppor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pport on SME product innovation focusing on whether the effects differ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Government support is classified into R&D financial support, 

human resource support, and technical suppor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 are divided 

into industry sector, absorptive capacity, and growth stage. The findings show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pport varied depending on the types of product innovation that SMEs 

pursu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R&D support policy for SMEs needs to be more specific by taking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xt of SMEs into consideration.

【Keyword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echnological Innovation, Product 

Innovation, Government R&D support】


